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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르곤과 일산화탄소가 포화된 에탄올 수용액의 광화학 반응을 184.9 nm의 자외선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아르곤이 포화된 1X10—2A/의 에탄올 수용액에서는 acetaldehyde와 2,3-butanediol만이 얻어 

졌으나, 일산화탄소가 포화된 용액의 광반응에서는 이들 두 가지 생성물 이외에 carbonylation 및 carboxylation 

반응이 진행되어 a-hydroxypropionaldehyde, formaldehyde, glyoxal, formic acid, oxalic acid, glyoxylic acid 
등이 생성되었다. 그러나 에탄올의 농도가 증가한 용액의 광반응에서는 일산화탄소의 존재유무에 관계없이 

carbonylation과 carboxylation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반응의 결과 얻어진 각 생성물들에 대한 initial quan
tum yield의 값들을 결정하였으며, 산소가 제거된 에탄올 수용액의 광반응에서 얻은 결과와 비교하여 가능한 

반응메 카니 즘을 제 시 하였다.

ABSTRACT. The photochemical reaction of aqueous ethanol saturated with argon and carbon mono
xide has been investigated using 184.9 nm UV light. The photochemical reaction of lX10-2Af aqueous 
ethanol saturated with argon results in the formation on the acetaldehyde and 2,3-butanediol. The irradia
tion of the solution saturated with carbon monoxide causes the formation of carbonylation and carboxyla
tion products such as a-hydroxypropionaldehyde, formaldehyde, glyoxal, formic acid, oxalic acid and glyo
xylic acid in addition to above two products. But in the case of concentrated ethanol solutions, the irradia
tion did not give carbonylation and carboxylation products. The initial quantum yields of the products 
were determined and probable mechanisms for the reaction were presented on the basis of product 
analysis.

서 론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에너지원으로써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연소과정에서 니트로산화물, 황산화물, 탄소산화 

물 등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기체들은 대부분 

대기오염을 심화시키는 물질들로써, 특히 독성이 강 

한 일산화탄소는 대기권에서 산화되어 지구 온난화 

현상을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로 변화되거나 또는 오 

존층까지 이동하여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등 환경문 

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일산화탄소를 제거하 

기 위한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고 그러한 방법 중의 

하나로 비교적 반응을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광화 

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일산화탄소를 산화시키는 방 

법이 보고되었으나반응의 결과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므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을 주지 못 

하였다. 그러나 Holian 등'에 의해 일산화탄소가 수 

소원자와 결합하여 CHO 라디칼을 형성한다는 것과 

이 라디칼의 존재가 Marz 등&에 의해 ESR Spectro- 
scopy를 통해 증명된 후 Arai?와 다른 연구자들은” 

기체상태에서, 그리고 Getoff 등은액체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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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의 환원반응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방사선인 감마선의 조사에 의한 

것으로써 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부피가 크고 

여러 안전 시설이 필요한 방사선 조사 장치를 이용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본인은 자외선Q= 184.9 
nm)을 이용한 광화학적 방법으로 수용성 일산화탄 

소의 광화학 반응에 대한 결과를 반응메카니즘과 

더불어 발표하였다 15. 또한 환원반응의 결과 생성된 

CHO 라디칼의 반응성은 이 라디칼이 수화된.상태 

보다는 훨씬 더 큰 반응성을 가지며, 이 라디칼은 

다른 물질의 존재하에서 carbonylation 반응이 가능 

하다는 것을 보고하였다如.

본 연구에서는 에탄올-물 혼합용액에 일산화탄소 

를 포화시킨 후, 184.9 nm의 진공자외선을 조사시켜 

에탄올의 carbonylation 및 carboxylation 반응을 

유도하고, 에탄올-물 혼합용매의 농도조성에 따른 

생성물의 변화를 일산화탄소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와 더불어 고찰하여 그 반응메카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실 험

광원과 과량측정. 실험에 이용한 광원은 184.9 

nm와 254.7 nm의 두 가지 단색광을 발생시 키는 Os
ram HNS 12/oz low pressure Hg lamp를 사용하 

였다. Lamp로부터 발생되어지는 두 단색광은 일산 

화탄소에 의하여 전혀 흡수되지 않으며”, 184.9 nm 

의 자4번만이 에탄올과 물에 의해 각각 17.8 
cmT과 0.032M1-cm-1 몰흡광계수를 가지며 흡수 

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실험에 이용된 184.9 
nm 빛의 Intensity는 에탄올 광량측정법 E(Q(H2)=0. 
40 at 20W 丁割9으로부터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20 

紀에서 3.97X101 以v・mL・minT의 /。값이 얻어졌 

다.

시약 및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한 에탄올과 1- 
pentanol은 Merck제 특급시약을 그 이외의 다른 

시약들은 Aldrich제 특급시약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에탄올-물 혼합용액은 Barnstead Nanopure II 
deionization System에서 증류한 물을 사용하여 IX 
10"에서 로 농도 변화시켜 제조하였다. 각 혼

합용액들은 석영반응용기에 150 m/씩 취하여 일산 

화탄소 또는 용액 중에 녹아 있는 산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아르곤을 1시간씩 통과시켜 포화시킨 다음, 

20°C 에서 184.9 nm의 빛을 조사시켜 광반응시켰다.

생성물의 분석. 광반응의 결과 생성된 생성물들 

은 GC, GC-MASS, spectrophotometric method, pa
per chromatography 및 titration method 등을 이 

용해 분석하였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분석 

은 Varian Model 3700(Stabilwax DA capillary co
lumn 50 rnXO.25 pm, 1-pentanol as internal stan
dard substance)을 이용하여 분리한 다음 GC-

• MASS를 통해 확인한 시약들과의 retention time을 

비교하여 재확인하고 검량선을 만들어 정량분석에 

이용하였다. 생성물의 Mass spectra는 Varian saturn 

GC-MS system(EI method)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product; m/z(rel. intensity), acetaldehyde; 29 

(100), 42(3), 43(9), 44(50), 2,3-butanediol; 43(28), 
45(100), 5(10), 57(7), 73(82), 90(3), a-hydroxypro- 
pionaldehyde; 27(40), 28(100), 29(70), 45(20), 74 

(23), formaldehyde; 28(10), 29(100), 30(35), glyoxal; 
28(13), 29(100), 30(28), 31(70), 58(12)]. 소량의 For- 
maldehyde는 Hanz 에 의해 발표된勿 spectrophoto
metric metho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Carboxylic 
acids는 에탄올-물-암모니아의 부피 비가 39 ： 13 ： 2 
인 용액에 0.03%의 thymol blue를 포함한 전개용 

액에서 paper chromatography-f- 통해 확인한 다음幻 

(formic acid, glyoxylic acid, oxalic acid 의 &깂값은 

각각 0.65, 0.21, 0.12), 10 2M NaOH 용액으로 생 

성된 전체 유기산의 양을 결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산화탄소가 포화된 (20M 물에서 1.02X10TM 

의 용해도22) 1X1O~2M 에탄올-물 혼합용액에 184.9 
nm의 빛을 조사시켜 광반응시킨 결과, 소량의 glyo

xylic acid, formic acid 및 oxalic acid 등의 carboxy
lic acids와 더불어 acetaldehyde, 2,3-butanediol, a- 
hydroxypropionaldehyde, formaldehyde 및 glyo- 
xal이 주생 성물로 얻어 졌으며, 이들 생성물들은 FZg. 
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조사된 빛의 intensity가 증 

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여주 

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생성물들이 계속된 빛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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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의하여 다시 광분해되거나 재생성되는 back 

reaction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아 

르곤이 포화된 동일한 농도조성의 에탄올-물 혼합 

용액의 광반응에서는 acetaldehyde와 2,3-butane- 
di이만이 주생성물로 얻어졌으며, 이들 생성물들의 

initial quantum yield를 다른 농도조성의 에탄올-물 

혼합용액의 광반응에 대한 결과와 더불어 Table 1에 

종합하였다. 에탄올의 함량이 높은 (10 and 1M) 
에탄올 수용액의 광반응에서는 일산화탄소의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acetaldehyde오+ 2,3-butanedi이이

Fig. 1. Formation of products (A; acetaldehyde, B; 
2,3-butanediol, C; formaldehyde, D; a-hydroxypro
pionaldehyde, E; glyoxal, F; carboxylic acids) from IX 
IO-2 aqueous ethanol saturated with CO as
a function of the number of quanta. 

소량의 formaldehyde와 함께 생성물로 얻어졌으며, 

동일한 농도조성의 에탄올 수용액에서 세 가지 생 

성물의 initial quantum yield는 거의 비슷한 값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184.9nm에서 에탄올과 물의 몰 

흡광계수값들로부터 에탄올과 물에 의하여 흡수되는 

빛의 분율을 계산해 보면 10 및 의 에탄올 수 

용액에서는 조사된 빛의 거의 대부분이 에탄올에 

의해 흡수되어짐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에탄올의 

광분해가 주로 진행되고 그 결과 이들 생성물들이 

생성되리라고 생각된다.

순수한 액체상태에서 에탄올의 광분해 반응은 So

nntag 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에탄올의 OH 사이 결 

합의 해리가 88% 이상 진행되고, 그 결과 수소원자와 

CH3CH2O 라디칼이 생성되어지며, 이 라디칼은 매우 

빠르게 다시 에탄올과 반응하여 ch3choh 라디칼 

로 변화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acetaldehyde와 

2,3나爪囱1。击01의 생성은 주로 다음과 같은 CH3C 
HOH 라디 칼의 dimerization 이나 또는 disproportio
nation °fl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2CH3CHOH -「스 CH3CHO+CH3CH2OH (la)
」CH3CH(OH)CH(OH)CH3 (lb)

소량의 formaldehyde의 생성도 일산화탄소가 포함 

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initial quan
tum yield가 매우 비슷함을 비교해 볼 때 일산화탄 

소에 의한 carbonylation process의 결과라기 보다는 

오히려 에탄올의 직접적인 광분해에 의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10 M 에탄올 수용액의 광반응에 비하여 

의 에탄올 수용액에서 이들 생성물들이 더 적은 

initial quantum yield를 갖는 것은 용액 중의 에탄 

Table 1. Initial quantum yield (Q) of the products by irradiation (人=184.9 nm) of aqueous ethanol (10, 1 and 
10-2 mobdm-3) in the absence and presence of CO

Product -
10 mob dm-3 1 mobdm-3 IO" mobdm-3

Ar CO Ar CO Ar CO

Acetaldehyde 0.49 0.51 0.37 0.38 0.190 0.140
2,3-butandiol 0.31 0.30 0.23 0.23 0.110 0.082
a- hydroxypropionaldehyde — — — trace — 0.034
Formaldehyde 0.013 0.015 0.006 0.008 — 0.042
Glyoxal — 一 一 — — 0.017
Carboxylic acids — — — — —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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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의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생성된 수소원자가 에 

탄올보다는 물이나 다른 수소원자와 경쟁적으로 더 

많이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에탄올 수용액의 광반응에서 ace- 
taldehyde가 2,§-butanediol보다도 훨씬 더 큰 initial 

quantum yield<- 가지며 생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결과는 (1) 식의 반응에서 CH3CHOH 
라디칼이 acetaldehyde가 생성되는 disproportiona

tion process가 dimerization process보다 더 빨리 

진행되어짐을 의미한다.

일산화탄소가 羊화되어 있지 않는 에

탄올 수용액의 광반옹에 있어서는 acetaldehyde, 2, 
3-butanediol만이 생성되었지만, 일산화탄소의 존재 

에서는 이들 생성물 이외에 fonnaldehyde, a-hydro
xypropionaldehyde, glyoxal, glyoxylic acid, formic 
acid 및 oxalic acid 등이 생성되었다. 이는 일산화 

탄소에 의해 carbonylation 및 carboxylation 반응이 

진행됨을 의미하는 것2로 에탄올과 물의 몰흡광계 

수로부터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이 농도조성에서는 

조사된 빛의 약 75%가 물에 의해서 흡수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에탄올의 광분해보다는 오히려 물의 

광분해가 주로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물의 광분 

해에 의해 생성된 H 및 0H 라디칼들은 용액 중에 

존재하는 일산화탄소나 에탄올과 다음과 같이 경쟁 

적点 반^•하여 CH3CHOH, CHO, COOH 라디칼을 

생성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H + CO CHO(fe = 3.8 X108 M 1 s~ (2)

H + CzHQH —
CH3CHOH+氏侬=2.8 X107 M 1 s"1)14 (3) 

OH + CO —* COOH(fe = 8.3 X108 1 s *)23 (4)

OH+C2H5OH—*
CH3CHOH + 氏侬=1.85 X1俨 MT 厂 *)14 (5)

일산화탄소와 OH 라디칼과의 기체상 반응에서 

CQ와 수소원자가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들 

의 속도상수가 1.2X108 및 L33X108MT・sT으로2425 

COOH가 생성될 때의 속도상수 8.3X108AfT.sT 
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 액체상 반응에서는 COOH의 

생성이 훨씬 우세할 것으로 판단된다. 생성된 CH3C 
HOH, CHO 라디칼들은 용액 중에 존재하는 CH3C 

HOH 라디칼과의 반응이나 또는 CHO, COOH 라 

디칼과의 반응을 통하여 formaldehyde, glyoxal, a- 

hydroxypropionaldehyde 등의 carbonyl 화합물이 

생성된다고 생각된다. 특히 일산화탄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formaldehyde나 glyoxal 이 전혀 검 

출되지 않음에 비하여 일산화탄소의 존재에서 이들 

생성물들이 비교적 큰 양자수율을 가지며 검출된다 

는 사실은 CHO 라디칼의 생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2CHO-p*HCHO+CO (6a)
Lf (CHO)2 (6b)

CHO+CH3CHOH —* CH3CH(OH)CHO (7)

(6) 식에 의해 나타낸 바와 같이 CHO 라디칼 

사이의 반응의 결과 생성된 formaldehyde와 glyo
xal^) initial quantum yield-1- 보면 formaldehyde가 

더 큰 값을 가지며 생성되고 있다. 따라서 이 반응 

역시 CH3CHOH 라디칼의 반응과 마찬가지로 disp
roportionation process가 더 우세하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Formic acid, oxalic acid, glyoxylic acid 
및 a-hydroxypropionic acid 등의 carboxylic acids도 

(6) 식에 의해 생성된 COOH 라디칼과 다른 라디 

칼과의 반응에 의해 다음과 같이 생성되리라 생각 

된다.

2COOH •「》HCOOH + C02 (8a)
Lt (COOH)2 (8b)

CHO+COOH — OHCCOOH (9)

CCWH+CHaCHOH —CH3CH(OH)COOH (10) 

그러나 반응의 결과 a- hydroxypropionic acid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며, 생성된 전체 carboxylic 

acids의 initial quantum yield도 0.01 로써 aldeh- 
yde의 생성에 비해 매우 적은 값이 얻어졌다. 이는 

물의 광분해에서 생성된 OH 라디칼이 CO와 결합 

하여 COOH 라디칼을 생성하기 보다는 에탄올과 

결합해 CH3CHOH 라디칼을 더 많이 생성하기 때 

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적게 생성된 COOH 라 

디칼들이 ch£hoh보다는 입체적 장애를 적게 받 

는 ©HO나 COOH 라디칼들과 더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a-hydroxypropionic acid의 생성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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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속도상수를 이용해 계 

산한 반응가능성의 값들로부터 얻은 결과와도 일치 

하고 있다.

결 론

에탄올이나 물의 광분해로부터 생성되는 수소원 

자나 0H 라디칼들은 용액 중에 존재하는 일산화탄 

소나 다른 화학종들과 경쟁반응을 일으키고 일산화 

탄소와의 결합을 통해서 생성되는 CHO 및 COOH 
라디칼은 에탄올 수용액의 농도에 의존하여 묽은 

용액에서 주로 생성되었다. 따라서 car

bonylation 및 carboxylation 반웅은 IX10" A/의 

에탄올 수용액에서 주로 관찰되었으며, 반응의 결과 

a-hydroxywropionaldehyde를 포함하여 formaldeh
yde, glyoxal, formic acid, oxalic acid 등의 carbonyl 

및 carboxyl 화합물들이 acetaldehyde나 2,3-buta
nediol 등과 더불어 생성되었다. 또한 생성된 CHO 
및 CH3CHOH 라디칼들은 본 실험의 조건에서 di

merization process보다는 disproportionation pro- 
cess가 더 빨리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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